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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진동속도와 진동레벨과의 관계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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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ed Equation of the Blast Vibration 
Velocity and the Vibration Level

Il-Jung Kim, Kyoung-Chul Ki and Young-Dong Cho

Abstract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ground vibration data (particle velocity and vibration level) was carried 
out to find an empirical relation between the vibration velocity (PVS, PPV, Vv) and the vibration level. The regression 
results revealed that the correlation of the blast vibration velocity and vibration level was quite good. It seems 
that the empirical relation obtained in this research will be applied to evaluating and managing the various 
environmental vibrations.

Key words Blast vibration velocity, Vibration level, Regression analysis, Environmental vibration

초  록 발파진동속도(PVS, PPV, VV)와 진동레벨과의 관계식을 산출하기 위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동시에 측정한 

진동속도와 진동레벨의 자료를 회귀분석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발파진동속도와 진동레벨과의 상관관계는 좋았

다. 이 연구결과 진동레벨과 진동속도와의 관계식들은 환경진동의 평가 및 관리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발파진동속도, 진동레벨, 회귀분석, 환경진동

1. 서 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사람은 안락한 생활과 쾌적

한 환경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국민

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환경 규제기준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가산업의 발달에 따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으

며 건설현장은 주민의 생활권과 근접한 경우가 많다.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소음⋅진동은 여러 

가지 형태와 규모로 주민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을 주

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진동은 생활에 불

편을 주는 것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암반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에서 암반을 절취하기 위한 

발파작업은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발파작업

은 지반진동을 수반하게 된다.
최근에 들어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피해를 호소하

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는 환경진동 규제기준의 초과여부나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발파공해계측기(진
동계측기)로 측정한 진동 계측치를 진동레벨로 산출

하기 위해 기존의 진동레벨 변환식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현장에서 발파진동 계측기로 측

정한 진동 계측치(PVS, PPV, VV)를 이용하여 진동

레벨을 산출하는데 유용한 새로운 진동레벨 추정식

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식과 기존에 인용하던 진동레벨 변환식과 비교⋅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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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ibration monitoring on bedrock.

Fig. 2. Vibration monitoring on concrete.

Fig. 3. Vibration monitoring on soil.

2. 측정대상지역

2.1 측정현장

진동레벨과 진동속도를 측정한 지역은 국토해양부

에서 발주한 전북 임실군지역의 00~00구간(3공구) 도
로확장공사 현장이며, 발파현장 주변에는 민가와 컴

퓨터시설물 및 축사가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2.2 발파대상암반

발파대상암반은 석영질을 다량 함유한 화강암으로

서 해머로 타격시 타격점은 암편으로 비산되는 A그

룹에 속하며 1~2m 간격으로 균열이 발달된 상태이다. 
발파대상 암석의 일축압축강도=122.5MPa, Young’s 
modulus E=49Gpa, Poison’s ratio =0.24, Unit weight 
=25.5kN/m3

이다.

3. 발파진동측정

3.1 측정기기

발파진동 계측기

발파진동 계측에 사용된 계측기는 Canada Instantel
사 제품인 모델명 BM-Ⅲ로서 발파에 의한 3개 방향

성분(Longitudinal, Transverse, Vertical)의 진동(Vibration)
과 가속도(Acceleration) 및 주파수(Frequency)의 측

정, 이력시간(Time history) 기록, 그리고 최대 실 벡

터합(True vector sum)을 자동 산출하는 기기이다. 

환경진동 계측기

진동레벨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일본 IMV사 제품인 

환경진동 레벨계(모델명:VM-1220E)는 측정범위가 

30dB(V)~120dB(V)이며, 공인측정오차범위는 ±0.5dB(V)
이내다.

3.2 측정방법

발파공사를 시행하면서 3개의 지반(암반과 콘크리

트 및 흙) 별로 발파진동 계측기와 환경진동 계측기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 진동속도와 진동레벨을 동시

에 측정하였다(환경부고시 제 2008-22호, 2008). 환
경진동 계측기로는 감각 보정회로인 “V”특성의 진동

레벨(VL), 발파진동 계측기로는 3개 방향성분을 측정

하였고 최대 실 벡터합(PVS)은 이를 기준으로 자동 

산출되었다. Fig. 1은 암반위에서, Fig. 2는 콘크리트 

위에서, Fig. 3은 흙 위에서 진동속도와 진동레벨을 

동시에 측정하는 관경이다.

3.3 측정결과

발파공사를 시행하면서 암반과 콘크리트 및 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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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data

Range
(cm/sec)

0.005~0.01 
under

0.01~0.05
under

0.05~0.10
under

0.10~0.50
under

0.50~1.00
under

1.00~5.00
under Sum

Distribution of 
vibration 

velocity data
(EA)

PVS 76 102 194 46 18 372

PPV 81 118 185 39 13 384

VV 10 143 128 133 15 7 414

Range
VL[dB(V)]

30~40
under

40~50
under

50~60
under

60~70
under

70~80
under

80~90
under Sum

Distribution of vibration 
level data

(EA)
13 71 171 144 33 4 399

Table 2. Vibration level equations

Confidence level 50%
(VL=)

Confidence level 90%
(VL=)

Confidence level 95%
(VL=)

Confidence level 97.5%
(VL=)

 17.94⋅log(PVS)+73.35 17.94⋅log(PVS)+78.34 17.94⋅log(PVS)+79.75 17.94⋅log(PVS)+80.97

 17.76⋅log(PPV)+74.13  17.76⋅log(PPV)+79.26  17.76⋅log(PPV)+80.71  17.76⋅log(PPV)+81.97

 18.80⋅log(VV)+78.93  18.80⋅log(VV)+81.92  18.80⋅log(VV)+82.56  18.80⋅log(VV)+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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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of Correlation : R=0.90
S.E of regression : e=3.8885

50%  Confidence Level

97.5%  Confidence Level
VL=17.94Log(PVS)+80.97

95%  Confidence Level

90%  Confidence Level

VL=17.94Log(PVS)+79.75

VL=17.94Log(PVS)+78.34

VL=17.94Log(PVS)+73.35

Fig. 5. Relationship between the vibration level and the 
vibration velocity(P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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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vibration level and the 
vibration velocity. 

반에서 계측한 발파진동 436개, 진동레벨 436개 이다. 
이를 진동속도와 진동레벨의 범위별로 분포수를 정리

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발파진동속도 PVS
는 최대 실 벡터합, PPV는 3개 방향의 진동성분 중 

최대치, VV는 연직방향의 진동성분을 의미한다. Fig. 
4는 발파진동속도와 진동레벨 각각의 총 측정수량에 

대한 진동범위별 빈도수를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진동속도에 대한 것은 하부횡축-좌측종축, 
진동레벨에 대한 것은 상부횡축-우측종축을 이용한다. 

4. 진동레벨 추정식

4.1 회귀분석 결과 

현장에서 실측한 자료를 VL-PVS, VL-PPV 및 

VL-VV의 관계를 회귀분석 하여 진동레벨 변환식 (2)
와 같은 반 대수함수 형태로 새롭게 산출한 진동레벨 

추정식을 Table 2에 나타냈다. Fig. 5는 VL-PVS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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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of Correlation : R=0.89
S.E of regression : e=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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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17.76Log(PPV)+81.97

95%  Confidence Level

90%  Confidence Level

VL=17.76Log(PPV)+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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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17.76Log(PPV)+74.13

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vibration level and the 
vibration velocity(P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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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 between the vibration level and the 
vibration velocity(VV). 

관계, Fig. 6은 VL-PPV와의 관계, Fig. 7은 VL-VV와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진동레

벨 추정식에서 진동 단위는 cm/sec이다, 만약 진동 단

위를 mm/sec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절편상수는 

각 식들의 계수를 뺀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계측자료를 회귀분석하여 산출한 진동레벨 추정식

이 측정한 진동레벨 값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나타내

는 결정계수는 VL-PPV, VL-PVS 및 VL-VV 순으로 

0.80, 0.81 및 0.93으로서 VL-VV의 결정계수가 가장 

높았다. 발파진동속도와 진동레벨과의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VL-PPV, L-PVS 및 VL-VV 순

으로 0.89, 0.90 및 0.96으로서 VL-VV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으며 발파진동속도와 진동레벨과는 정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4.2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

과가 두변수간에 상관성의 유무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

을 쉽게 정리한 것이 검정통계량이다(이종원, 1993). 
먼저 유의수준에 대한 임계값을 정하고 검정통계량의 

값을 구한 후 임계값과 검정통계량의 값을 서로 비교

하여 두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

게 된다. 어느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검정통계량의 값을 구하는데 있어서 이용한 자료의 

수가 많으면 식 (1)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진동레벨 추정식을 산출하는데 이용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검정통계량의 값()은 진동속도에 대한 

계수()와 표준오차( )를 적용한 식 (1)로 구했다.

  

        (1)

양측검정의 유의수준 0.1은 일측검정의 유의수준 0.05
에 해당한다. 양측검정의 경우 검정통계량의 값이 ±
임계값 사이에 있으면 두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두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일측검정의 경우 검정통계량

의 값이 임계값보다 크게 되면 두 변수간에 상관관계

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진동레벨 추정식들의 신뢰수준들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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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50%이하를 포함한 값들을 채택하였으므로 임계값

은 일측검정의 유의수준에 해당한다. 일측검정 유의

수준 0.1의 경우 임계값은 1.282, 0.05의 임계값은 

1.645, 0.025의 임계값은 1.960이다. VL-PVS의 계수

는 17.94, VL-PPV는 17.76, VL-VV는 18.80이고, 
VL-PVS의 계수표준오차는 0.417455, VL-PPV는 

0.428435, VL-VV는 0.244136이므로 VL-PVS의 검

정통계량은 42.97, VL-PPV는 41.45, VL-VV는 77.01
로서 모든 추정식들은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명확

히 존재함을 나타내었다.

5. 고찰

5.1 진동레벨 변환식

발파현장 주변 대상지역에서 발파진동 계측기로 측

정한 진동속도를 이용하여 진동레벨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주파수 8Hz 이상의 연속적인 정

현진동의 경우 식 (2)를 인용하고 있다. 식 (2)를 본 

연구에서는 “진동레벨 변환식”이라 하였다.

VL = 20⋅log V + 91                      (2)

여기서, VL : 진동레벨[dB(V)]
V : 진동속도(cm/s)

5.2 보정 진동레벨 산출식

1일 평균 발파횟수를 보정한 보정 진동레벨 산정에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고 있다. 식 (3)을 본 연구에

서는 “보정 진동레벨 산출식”이라 하였다.

CVL = MVL + 10⋅log N                  (3)

여기서, CVL : 보정 진동레벨[dB(V)]
MVL : 측정 진동레벨[dB(V)]
N : 1일 평균 발파횟수(회)

5.3 진동레벨 추정식

Table 2의 진동레벨 추정식들에서와 같이 계수의 차이

는 0.18~1.04의 범위로서 VL-VV>VL-PVS> VL-PPV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신뢰수준 50%에 해당하는 

진동레벨 추정식들의 절편상수 크기는 VL-PVS<VL- 
PPV<VL-VV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진동레벨 

추정식에서 진동속도 1.0cm/s를 경계로 그 미만의 진

동속도가 1.0cm/s에 가까울수록 절편상수에서 빼야할 

값이 작고, 진동속도가 1.0cm/s보다 높을수록 절편상

수에 더해야할 값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1회 발파에

서 어떠한 측정진동속도 값을 그에 해당하는 진동레벨 

추정식들에 대입해도 그때의 진동레벨은 서로 유사한 

값으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1회 발파에서 발파진동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PVS>PPV≧VV인 관계가 있으므로 

진동속도 1.0cm/s미만의 경우에는 감해야하는 값이 

PVS<PPV≦VV인 관계가 있고 1.0cm/s보다 높은 경

우에는 더해야하는 값이 PVS>PPV≧VV인 관계가 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통계량이 동일한 경우 소정의 신뢰수준에 해당하는 

진동레벨 추정식의 절편상수 크기는 t-분포 값과 표준

오차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신뢰수준 50%
에 해당하는 절편상수의 크기의 순서와 동일한 경향

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실측한 자

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진동레벨 추정식의 표준오차는 

VL-PPV>VL-PVS>VL-VV의 관계가 있으나 신뢰수

준 50%에 해당하는 절편상수의 영향으로 소정의 신

뢰수준에 해당하는 절편상수는 신뢰수준 50%의 경향

과 동일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발파진동속도를 PVS, PPV 및 VV로 

구분하여 산출한 진동레벨 추정식들의 계수는 기존에 

인용하던 진동레벨 변환식(2)보다 전반적으로 약

1.20~2.24정도 작고, 신뢰수준 90%에 해당하는 식의 

절편상수는 기존 식에 비해 약 9.08~12.66, 95%에 해

당하는 식은 약 8.44~11.25, 97.5%에 해당하는 식은 

약 7.51~10.03정도 작았다.
진동레벨 측정기로 측정한 진동레벨은 감각 보정회

로인 “V”특성을 측정한 자료이므로 발파진동계측기

로 측정한 진동속도를 이용하여 진동레벨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연직방향의 진동(VV)을 이용한 VL-VV의 

관게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

관계수도 높게 나타났다.

5.4 진동레벨에 따른 진동속도 산출

발파현장 주변 환경진동이 문제가 되는 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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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ibration velocity with the vibration level

Vibration 
level

[dB(V)]

Vibration velocity(cm/s)

RemarkPVS PPV VV
V

90% 95% 97.5% 90% 95% 97.5% 90% 95% 97.5%

60 0.095 0.079 0.068 0.082 0.068 0.058 0.068 0.063 0.056 0.028

65 0.180 0.151 0.129 0.157 0.131 0.111 0.126 0.116 0.104 0.050

70 0.343 0.286 0.245 0.301 0.249 0.212 0.232 0.215 0.192 0.089

75 0.651 0.544 0.465 0.576 0.477 0.405 0.429 0.396 0.354 0.158

80 1.237 1.033 0.883 1.101 0.912 0.775 0.790 0.731 0.652 0.282

Table 4. Vibration level with the vibration velocity

Vibration 
velocity
(cm/s)

Vibration level[dBV)]

RemarkPVS PPV VV
VL

90% 95% 97.5% 90% 95% 97.5% 90% 95% 97.5%

0.05 55.00 56.41 57.63 56.15 57.60 58.86 57.46 58.10 59.03 64.98

0.07 57.62 59.03 60.25 58.75 60.20 61.46 60.21 60.85 61.78 67.90

0.10 60.40 61.81 63.03 61.50 62.95 64.21 63.12 63.76 64.96 71.00

0.20 65.80 67.21 68.43 66.85 68.30 69.56 68.78 69.42 70.35 77.02

0.30 68.96 70.37 71.59 69.97 71.42 72.68 72.09 72.73 73.66 80.54

0.50 72.94 74.35 75.57 73.91 75.36 76.62 76.26 76.90 77.83 84.98

발파에 의한 진동레벨을 직접 측정한 값과 1일 평균 

발파횟수를 고려하여 보정 진동레벨(CVL)을 산출하

는 식 (3)은 현재 규정에 의하면 적절하나 현장 실측

에 의하지 아니하고 식 (2)를 이용하여 변환한 진동레

벨(VL)을 식 (3)의 측정 진동레벨(MVL)에 대치하고 

1일 평균 발파횟수를 고려하여 보정 진동레벨을 산출

하는 것은 1일 평균 발파횟수를 가중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기존의 진동레벨 변환식 (2)를 이용하여 결과

를 평가하는 것과 같다.
식 (3)과 같은 보정 진동레벨 산출식에서 1일 평균 

10회(N) 발파를 고려할 때 측정 진동레벨(MVL)에 

10logN을 더하는 것은 환경부의 환경진동 규제기준

에 의해 주간 발파의 경우 규제기준에 10dB을 더하는 

것과 상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1회 평균 10회 발파

하는 경우 발파횟수를 고려한 식 (3)의 보정 진동레벨

과 발파횟수를 고려하지 않는 진동레벨 변환식(2)의 

진동레벨은 동일하다.
현장에서 실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신뢰수준 

90%, 95% 및 97.5%에 해당하는 각각의 진동레벨 추

정식들을 이용하여 일정 진동레벨에 해당하는 발파진

동속도(PVS, PPV, VV)와 기존에 인용하던 진동레벨 

변환식(2)를 이용하여 산출한 진동속도 V는 Table 3
과 같으며, Table 4는 발파진동속도(PVS, PPV, VV)
에 해당하는 진동레벨과 기존에 인용하던 진동레벨 

변환식(2)를 이용하여 산출한 진동레벨을 나타내고 

있다. Fig. 8, 9 및 10은 Table 3과 4의 결과를 기준으

로 작성한 것이다. 
Table 3과 Fig. 8, 9 및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진동

레벨 추정식들에 의해 산출한 일정 진동레벨에 해당

하는 발파진동속도는 VV, PPV, PVS 순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일정 진동레벨 60~80dB(V)의 범위에서 기

존에 인용하던 진동레벨 변환식(2)에 의한 진동(V)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수준 90%에 해당하는 

진동레벨 추정식들을 이용하는 경우 연직방향의 진동

속도(VV)는 약 2.43~2.80배, PPV는 약 2.93~3.90배, 
PVS는 약 3.39~4.39배 정도, 신뢰수준 95%식의 경

우에 VV는 약 2.25~2.59배, PPV는 약 2.43~3.23배, 
PVS는 약 2.82~3.66배 정도, 신뢰수준 97.5%식의 경

우에 진동속도 VV는 약 2.00~2.31배, PPV는 약 2.07 
~2.75배, PVS는 약 2.43~3.13배 정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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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between the vibration level and the 
vibration velocity(confidence level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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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onship between the vibration level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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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ship between the vibration level and the 
vibration velocity(confidence level 97.5%).

환경진동 규제기준 65dB(V)을 적용해야하는 장소

에서 현재까지 인용하고 있는 진동레벨 변환식(2)에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수준 90%에 해당하는 연직

방향의 진동속도 VV=0.126cm/s를 적용하면 약 73.0 
dB (V), PPV=0.157cm/s를 적용하면 약 74.9dB(V), PVS 
= 0.180cm/s를 적용하면 약 76.1dB(V)로 산출되고, 신
뢰수준 95%에 해당하는 연직방향의 진동속도 VV=0.116 
cm/s를 적용하면 약 72.3dB(V), PPV=0.131cm/s를 적

용하면 약 73.3dB(V), PVS=0.151cm/s를 적용하면 약 74.6 
dB(V)로 산출되며, 신뢰수준 97.5%에 해당하는 연직방

향의 진동속도 VV=0.104cm/s를 적용하면 약 71.3dB(V), 
PPV=0.111cm/s를 적용하면 약 71.9dB(V), PVS=0.129 
cm/s를 적용하면 약 73.2dB(V)로 산출된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진동레벨 추정식들을 이용

하는 경우 이들 모두는 환경진동 규제기준 65dB(V)
을 만족하지만 현재까지 인용하고 있는 진동레벨 변

환식(2)을 적용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약 6.3~11.1dB(V)
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주간 발파에서 환경부 주거지역의 환경진동 규제기

준은 +10dB(V)하여 75dB(V)이므로 1일 평균 10회 

발파하는 경우에 규제기준 진동레벨 65dB(V)에 해당 하는 진동속도는 신뢰수준 90%에 해당하는 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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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 PVS는 약 0.180cm/sec, PPV는 약 0.157 
cm/s, VV는 약 0.126cm/s, 신뢰수준 95%에 해당하는 

식을 이용하는 경우 PVS는 약 0.151cm/s, PPV는 약 

0.131cm/s, VV는 약 0.116cm/s, 신뢰수준 97.5%에 해

당하는 식을 이용하는 경우 PVS는 약 0.129cm/s, PPV
는 약 0.111cm/s, VV는 약 0.104 cm/s이하를 적용하

면 환경진동 규제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지

역의 구분에서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는 장소의 주간 

환경진동 규제기준은 +10dB(V)하여 80dB(V)이므로 

1일 평균 10회 발파하는 경우에 규제기준 진동레벨 

70dB(V)에 해당하는 진동속도는 신뢰수준 90%에 해
당하는 식을 이용하는 경우 PVS는 약 0.343cm/s, PPV
는 약 0.301cm/s, VV는 약 0.232cm/s, 신뢰수준 95%에 

해당하는 식을 이용하는 경우 PVS는 약 0.286cm/s, 
PPV는 약 0.249cm/s, VV는 약 0.215 cm/s, 신뢰수

준 97.5%에 해당하는 식을 이용하는 경우 PVS는 약 

0.245 cm/s, PPV는 약 0.212cm/s, VV는 약 0.192cm/s
이하를 적용하면 환경진동 규제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측정된 진동속도 0.05~ 

0.50cm/s인 범위의 값을 기존에 인용하던 진동레벨 변

환식(2)에 대입하여 산출한 진동레벨은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수준 90%, 95% 및 97.5%에 해당하는 진

동레벨 추정식들에 비해 진동속도가 PVS인 경우 약

7.35~12.04dB(V), PPV인 경우에는 약 6.12~11.07dB 
(V), VV인 경우에는 약 5.95~8.72dB(V)만큼 높게 산

출된다.
따라서 향후 환경진동 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

수행이나 현장관리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진

동레벨 추정식들을 인용함으로서 진동계측기에 의한 

계측자료만으로도 신뢰성 있는 평가와 적절한 현장관

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6. 결 론

발파현장에서 발파진동 계측기로 측정한 진동속도

를 이용하여 진동레벨 값으로 산출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현장에서 실측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산출

한 진동레벨 추정식들과 현재 인용하고 있는 진동레

벨 변환식을 비교 ․검토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관련분야의 신뢰성 있는 업무수행과 현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진동 계측기로 실측한 진동속도(PVS, 
PPV, VV)와 환경진동 계측기로 측정한 진동레 벨

과를 관련지어 실제에 보다 더 적합한 진동레벨 

추정식들을 산출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진동레벨 추정식들의 상관계

수는 VL-PVS의 경우 0.90, VL-PPV의 경우 0.89
이고, VL-VV의 경우는 0.96으로서 상관계수가 가

장 높았으며,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 진

동레벨 추정식들의 진동레벨과 진동속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명확히 존재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진동레벨 추정식의 계수는 대

동소이하고 기존에 인용하던 진동레벨 변환식보다 

전반적으로 약 1.20~2.24정도 작았으며, 신뢰수준 

90%에 해당하는 식의 절편상수는 약 9.08~ 12.66, 
95%식은 약 8.44~11.25, 97.5%식은 약 7.51~10.03 
정도 작았다. 그리고 임의의 신뢰수준에 해당하는 

절편상수는 VL-PVS<VL-PPV<VL-VV의 경향을 

나타낸다.
4) 발파현장 주변 환경진동 규제 대상지역에서 측정

한 발파 진동속도에 대응하는 진동레벨을 추정하

는데 있어서 진동레벨은 감각 보정회로인 “V”특
성의 값이므로 발파진동속도 중에서 연직방향의 

진동(VV)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본 연구결과를 발파진동과 진동레벨에 관련된 분

야에 인용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진동레벨 추정식들에 의해 계

산된 일정수준의 진동레벨(생활진동 규제기준)에 

해당하는 진동속도는 기존에 인용하던 진동레벨 

변환식에 의한 진동속도보다 높았다.
7)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진동레벨 추정식들을 인용하

면 발파현장 주변 환경진동 규제 대상지역에서 발

파진동 계측기만을 사용해서도 환경진동 규제기준

의 초과여부를 보다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환경진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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